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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청소년 편의점 식사 대체 빈도와 저체중과의 관련성

배경

국내 청소년의 저체중 유병률은 다른 선진 국가에 비해 높으며, 저체중은

성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주요한 건강위험요인이다. 외

형적인 면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기에는 불건강한 식생활의 증가로 영양불균형

으로 인한 저체중을 유발할 수 있다. 청소년이 균형 잡힌 식사 대신 편의점에

서 식사를 대체하는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저체중과

편의점 식사 대체 빈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편의점 식사 대체 빈도와 저체중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방법

본 연구는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총 44,061명

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전체 대상자의 저체중 유병률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청소년 정상체중군 및 저체중군에서 인구사회학

적 요인, 건강행태 요인의 차이 및 저체중군의 편의점 식사 대체 빈도의 차이

는 χ2-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청소년 편의점 식사 대체 빈도와 저체중과

의 관련성은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결과

본 연구 결과 청소년의 저체중 유병률은 8.80%였으며, 남학생은 9.36%, 여

학생은 8.25%였다.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청소년 편의점 식사 대체

빈도와 저체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정상체중군 대비 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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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유병 위험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서 1.319배(95% CI=1.220-1.426), 주관

적 학업성적 ‘상’에 비해 ‘하’에서 1.164배(95% CI=1.068-1.269), 체중조절 노력

을 하지 않는 군에 비해 체중증가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에 3.384배(95%

CI=3.095-3.700) 유의하게 높았다. 비흡연에 비해 현재흡연군에서 0.745배(95%

CI =0.625-0.889), 비음주에 비해 과거음주군에서 0.788배(95% CI=0.721-0.862),

현재음주군에서 0.774배(95% CI=0.683-0.877) 유의하게 낮았다. 건강한 식생활

수준 ‘하’에 비해 ‘중’에서 0.897배(95% CI=0.822-0.977), ‘상’에서 0.897배(95%

CI=0.812-0.991) 유의하게 낮았다. 불건강한 식생활 수준이 ‘하’에 비해 ‘중’에

서 0.876배(95% CI=0.801-0.958), 고강도 신체활동을 주 3회 미만 실천하는 군

에 비해 주 3회 이상에서 0.659배(95% CI=0.606-0.717) 유의하게 낮았다. 체중

조절 노력을 하지 않는 군에 비해 체중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 0.172배

(95% CI=0.150-0.196), 체중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 0.322배(95%

CI=0.277-0.374) 유의하게 낮았다. 수면충족 정도가 ‘상’인 경우에 비해 ‘중’에

서 0.885배(95% CI=0.807-0.972), ‘하‘에서 0.872배(95% CI=0.796-0.955) 유의하

게 낮았다.

결론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청소년 편의점 식사 대체 빈도와 저체중과의

관련성은 없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전향적 연구를 수행

하여 편의점 식사 대체 빈도와 저체중과의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후

속연구가 요구된다.


핵심어: 청소년, 체질량지수, 저체중, 편의점, 청소년건강행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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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2016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1억 1,700만 명의 남자 소아 청소년이, 7천

500만 명의 여자 소아 청소년이 저체중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소년의 중

요한 건강 문제로 대두되었다(NCD Risk Factor Collaboration, 2017).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에서 제시한 정의를 기준으로 하여 연령별 체

질량지수 5백분위수 미만을 저체중으로 보았을 때(질병관리청, 2017), 국내

소아청소년의 저체중 유병률은 2016년 5.8%, 2017년 6.0%로 그 수치를 계속

유지하거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한창숙, 김수희, 김효경, 2019). 국내의

소아청소년 저체중 유병률은 다른 선진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주

목할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심정옥, 2011).

저체중은 다음과 같은 건강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저체중일 경우, 호흡기

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 위험률이 높으며(Jee et al, 2006), 면역력이 약하고(권

민경, 박영숙, 2007a; 권민경, 박영숙, 2007b), 빈혈 유병률이 높다(정사랑, 김성

희, 양윤정, 2016). 뿐만 아니라, 저체중은 골절 및 골다공증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Vikram Sabhaney et al, 2014). 특히, 청소년

기에는 성장장애 및 사회적·정서적 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체중

은 청소년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권민경, 박영숙,

2007a; 권민경, 박영숙, 2007b; 심정옥, 2011).

이처럼 저체중은 청소년 건강과 관련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청소

년 저체중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심정옥, 2011; 정사랑, 김성희, 양윤

정, 2016).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인 성장발달 시기이며, 적정한 체중 관리

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 저체중의 특성을 분

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심정옥, 2011; 정사랑, 김성희, 양윤정, 2016; 이재영,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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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날씬한 체형을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잘못된 체형인식을 가

지게 되는데(심정옥, 2011), 특히 청소년기 학생들은 외향적인 모습에 대한 관

심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무리한 체중조절 행위, 불건강한 식생활의 증가로

적절한 영양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특정 영양소의 결핍 및 불균형으로

인한 저체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권민경, 박영숙, 2007a; 권민경, 박영숙,

2007b).

이처럼 청소년기에는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김지희,

윤성하, 오경원, 2018), 균형 잡힌 식사 대신 다양한 형태로 식사를 대체하는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청소년은 ‘편의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수진, 류호경, 2021).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편의점 판매식품으로 식사를 대체하는 빈도의

경우, 주 1～2번은 2017년 39.3%에서 2019년 39.9%, 주 3～4번은 2017년

17.4%에서 2019년 19.4%, 주 5～6번은 2017년 4.9%에서 2019년 5.4%, 매일 1

번 및 매일 2번, 매일 3번 이상 대체하는 경우는 각 2017년 2.6%, 0.6%, 0.4%

에서 2019년 3.1%, 0.7%, 0.6%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질병관리청,

2020).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식사 대용 식품의 경우, 대체적으로 지방, 포화지방 및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으며, 고지방 조리법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으며(박진

선, 한영희, 현태선, 2020), 영양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신고나, 김

유리, 김미현, 2017).

청소년이 이러한 조리법으로 제조된 편의점 판매식품으로 식사를 대체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패스트푸드, 라면, 과자, 탄산음료 등 건강하지 않은 식품의

섭취율이 높아지며, 식사의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희, 윤성하,

오경원, 2018; 김은미, 최미경, 김미현, 2019).

청소년기 학생들은 편의점에서 주로 면류·김밥류·샌드위치류·과자류 등을

섭취하는 것으로 식사를 대신하는데(김지희, 윤성하, 오경원, 2018), 라면이나

과자 등을 섭취하는 경우 저체중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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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이처럼 청소년들이 균형 잡힌 영양소로 구성된 식사를 하는 대신 라면, 과

자 등 편의점 판매식품으로 식사를 대체하는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식사 대체 빈도와 저체중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5～19세 청소년의 편의점 식사 대체 빈도와 저체중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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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의 15～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편의점 식사 대체 빈도와 저

체중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행태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저체중 유병률을 분석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행태 요인에 따른 정상체중군과

저체중군의 차이를 분석한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편의점 식사 대체 빈도와 저체중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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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Figure 1. Framework of study

< 독립변수 > < 종속변수 >

편의점식사대체빈도 체중구분

비섭취 정상체중

주 1～2회

주 3회 이상 저체중

< 통제변수 >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행태 요인

성별

학교구분

주관적 학업성적

경제상태

흡연여부

음주여부

건강한 식생활

불건강한 식생활

고강도 신체활동

체중조절 노력

수면충족 정도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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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The 15th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국가승

인통계(승인번호 117058호)로써 2005년부터 매년 한국 청소년(중1～고3)을 대

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조사이다. 제15차(2019년) 자

료는 한국 청소년의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15개

영역의 105개 문항을 조사하여 총 90개의 지표를 산출하였다(질병관리청,

2020).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Fig 2). 제15차(2019년도) 조사에

참여한 57,303명(남자: 29,841명, 여자: 27,462명) 중 결측치 1,555명을 제외하였

고, 과체중 및 비만인 11,687명을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정상체중

및 저체중인 청소년 44,061명(남자: 21,992명, 여자: 22,069명)을 분석의 대상으

로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세브란스 의료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no.

4-2021-0161).

Figure 2. Flowchart of the study population selection process

Total population
(n=57,303)

Missing data
(n=1,555 excluded)

Study population
(n=55,748)

Overweight, Obesity
(n=11,687 excluded)

Final study population
(n=4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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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정의

가. 종속변수

체중구분

본 연구는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한 신장(cm) 및 체중(kg) 변수를 활용하여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변수를 생성하였다. 체질량지수는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에서 제시한 성별, 연령별 체질량지수 5백분위수, 85백분

위수, 95백분위수를 기준으로 하여 종속변수인 체중구분을 산출하였다. 이에

따라 5백분위수 미만은 ‘저체중군’, 5백분위수 이상 85백분위수 미만은 ‘정상체

중군’, 85백분위수 이상 95백분위수 미만은 ‘과체중군’, 95백분위수 이상은 ‘비

만군’으로 구분하였으며(질병관리청, 2017), 본 연구는 4개의 체중구분 중 ‘저

체중군’ 및 ‘정상체중군’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나. 독립변수

편의점 식사 대체 빈도

편의점 식사 대체 빈도는 ‘최근 7일 동안, 편의점, 슈퍼마켓, 매점에서 판매

하는 식품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문항을 통해

확인하였다. 편의점 식사 대체 빈도는 ‘최근 7일 동안 먹지 않았다’에 응답한

대상을 ‘비섭취’, ‘주 1～2번’에 응답한 대상을 ‘주 1～2회’, ‘주 3～4번’, ‘주

5～6번’, ‘매일 1번’, ‘매일 2번’ 및 ‘매일 3번 이상’에 응답한 대상을 ‘주 3회 이

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김지희, 윤성하, 오경원, 2018; 박슬기, 이지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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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제변수

1) 인구사회학적 요인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 독립변수로 성별, 학교구분, 주관적 학업

성적, 경제상태를 고려하였다.

① 성별

성별은 ‘남학생’, ‘여학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② 학교구분

학교구분은 ‘중학교’, ‘고등학교’ 2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③ 주관적 학업성적

주관적 학업성적은 ‘최근 12개월 동안, 학업 성적은 어떻습니까?’의 문항을

활용하여 ‘상’. ‘중상’으로 응답한 대상은 ‘상’, ‘중’으로 응답한 대상은 ‘중’, ‘중

하’ 및 ’하‘로 응답한 대상은 ’하‘의 3개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④ 경제상태

경제상태는 ‘가정의 경제적 상태는 어떻습니까?’의 문항을 활용하여 ‘상’. ‘중

상’으로 응답한 대상은 ‘상’, ‘중’으로 응답한 대상은 ‘중’, ‘중하’ 및 ‘하’로 응답

한 대상은 ’하‘의 3개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 건강행태 요인

본 연구는 건강행태 변수로 흡연여부, 음주여부, 건강한 식생활, 불건강한

식생활, 고강도 신체활동, 체중조절 노력, 수면충족 정도를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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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흡연여부

흡연여부는 ‘지금까지 일반담배(궐련)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본 적이 있습

니까?’ 문항을 활용하여 ‘없다’라고 응답한 대상을 ‘비흡연’으로 정의하였다.

‘있다’라고 응답한 대상 중 ‘최근 30일 동안, 일반담배(궐련)를 한 개비라도 피

운 날은 며칠입니까?’의 문항에 ‘최근 30일 동안 없다’에 응답한 대상을 ‘과거

흡연’으로, ‘월 1～2일’, ‘월 3～5일’, ‘월 6～9일’, 월 10～19일‘, ’월 20～29일‘, ’

매일‘로 응답한 대상을 ’현재흡연‘으로 정의하였다.

② 음주여부

음주여부는 ‘지금까지 1잔 이상 술을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문항을 활용하

여 ‘없다’라고 응답한 대상을 ‘비음주’로 정의하였다. ‘있다’라고 응답한 대상

중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날은 며칠입니까?’의 문항에 ‘최근 30

일 동안 없다’에 응답한 대상을 ‘과거음주’로, ‘월 1～2일’, ‘월 3～5일’, ‘월 6～9

일’, ‘월 10～19일’, ‘월 20～29일’, ‘매일’로 응답한 대상을 ‘현재음주’로 정의하였다.

③ 건강한 식생활

건강한 식생활은 과일 섭취빈도, 채소 섭취빈도, 우유 섭취빈도를 고려하여

최근 7일 동안 건강한 식생활 총 빈도를 산출하였다. 총 빈도는 3분위수를 기

준으로 하여 건강한 식생활 수준을 ‘상’, ‘중’, ‘하’ 3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분석

하였다(이재연 등. 2019).

④ 불건강한 식생활

불건강한 식생활은 아침결식 빈도, 탄산음료 섭취빈도, 에너지음료 섭취빈

도, 단맛 나는 음료 섭취빈도, 패스트푸드 섭취빈도를 고려하여 최근 7일 동안

불건강한 식생활 총 빈도를 산출하였다. 총 빈도는 3분위수를 기준으로 하여

불건강한 식생활 수준을 ‘상’, ‘중’, ‘하’, 3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이

재연 등.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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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고강도 신체활동

고강도 신체활동은 ‘최근 7일 동안, 숨이 많이 차거나 몸에 땀이 날 정도의

고강도 신체활동을 2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의 문항을 활용하여 ‘최근

7일 동안 없다’, ‘주 1일’, ‘주 2일’에 응답한 대상을 ‘주 3회 미만’, ‘주 3일’, ‘주

4일’, ‘주 5일 이상’에 응답한 대상을 ‘주 3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⑥ 체중조절 노력

체중조절 노력은 ‘최근 30일 동안,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습

니까?’ 문항을 활용하여 ‘노력하지 않았음’, ‘감소 노력’, ‘증가 노력’, ‘유지 노

력’ 4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⑦ 수면충족 정도

수면충족 정도는 ‘최근 7일 동안, 잠을 잔 시간이 피로회복에 충분하다고 생

각합니까?’ 문항을 활용하여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에 응답한 대상을 ‘충

분하다’, ‘그저 그렇다’에 응답한 대상을 ‘보통이다’, ‘충분하지 않다’, ‘전혀 충분

하지 않다’에 응답한 대상을 ‘충분하지 않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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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cation of independent variables

Variable Group

Meal replacement
frequency in CS

None Ref.

1-2 times/wk

≧ 3 times/wk

* Ref. : Reference
†wk : week
‡CS : Convenience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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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assification of control variables : Socio-demographic factors

Variable Group

Sex Boys Ref.

Girls

Type of school High Ref.

Middle

Academic achievement High Ref.

Middle

Low

Economic status High Ref.

Middle

Low

* Ref. :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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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lassification of control variables : Health behavior factors

Variable Group

Smoking None Ref.

Past

Current

Drinking None Ref.

Past

Current

Healthy diet Low Ref.

Middle

High

Unhealthy diet Low Ref.

Middle

High

Physical activity < 3 times/wk Ref.

≧ 3 times/wk

Effort to control weight None

Decrease

Increase

Maintain

Sleep efficiency High Ref.

Moderate

Low

* Ref. : Reference
†wk :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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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SAS

version 9.4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저체중 유병률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정상체중군, 저체중군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행태 요인의 차이 및

편의점 식사 대체 빈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편의점 식사 대체 빈도와 저체중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회귀분석을 통해 교차비와 95% 신

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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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Table 4). 남학생은 21,992명

(49.91%), 여학생은 22,069명(50.09%)으로 남학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

며, 고등학교가 20,787명(47.18%). 중학교가 23,274명(52.82%)으로 중학교가 높

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주관적 학업성적이 ‘상’인 학생이 17,408명(39.5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하’ 13,333명(30.26%), ‘중’ 13,320명(30.2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상태는 ‘중’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1,381명(48.53%)

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상’ 17,485명(39.68%), ‘하’ 5,195명

(11.79%) 순으로 확인되었다.

흡연상태는 ‘비흡연’이 38,904명(88.3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흡

연’ 2,688명(6.10%), ‘과거흡연’ 2,469명(5.6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음주상태

는 ‘비음주’ 27,478명(62.36%), ‘과거음주’ 10,443명(23.70%), ‘현재음주’ 6,140명

(13.94%)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건강한 식생활 수준은 ‘중’인 학생이 22,227명(50.45%)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상’ 12,264명(27.83%), ‘하’ 9,570명(21.72%) 순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불건강한 식생활 수준도 ‘중’인 학생이 23,287명(52.85%)으로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하였으며, ‘상’ 11,626명(26.39%), ‘하’ 9,148명(20.76%) 순으로 높게 나

타났다.

고강도 신체활동 빈도는 ‘주 3회 미만’으로 실천하는 학생이 29,562명(67.30%)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 3회 이상’ 실천하는 학생이 14,409명(32,70%)

으로 확인되었다. 체중조절 노력 정도는 노력하지 않는 경우가 22,577명

(51.2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감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

가 12,072명(27.40%),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 5,335명(12.11%), 증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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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노력하는 경우 4,077명(9.25%)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수면충족 정도는 ‘하’에 응답한 학생이 20,148명(45.73%)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중’ 14,330명(32.52%), ‘상’ 9,583명(21.75%) 순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편의점 식사 대체 빈도는 ‘주 1-2회’ 섭취군이 17,627명(40.0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일주일에 한 번도 섭취하지 않은 ‘비섭취군’이

13,554명(30.76%), ‘주 3회 이상’ 섭취군이 12,880명(29.23%)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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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n=44,061)

Variable Group N (%)

Sex

Boys 21,992 (49.91)

Girls 22,069 (50.09)

Type of school

High 20,787 (47.18)

Middle 23,274 (52.82)

Academic achievement

High 17,408 (39.51)

Middle 13,320 (30.23)

Low 13,333 (30.26)

Economic status

High 17,485 (39.68)

Middle 21,381 (48.53)

Low 5,195 (11.79)

Smoking

None 38,904 (88.30)

Past 2,469 (5.60)

Current 2,688 (6.10)

Drinking

None 27,478 (62.36)

Past 10,443 (23.70)

Current 6,140 (13.94)

Healthy diet

Low 9,570 (21.72)

Middle 22,227 (50.45)

High 12,264 (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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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inued)

(n=44,061)

Variable Group N %

Unhealthy diet

Low 9,148 (20.76)

Middle 23,287 (52.85)

High 11,626 (26.39)

Physical activity

< 3 times/wk 29,562 (67.30)

≧ 3 times/wk 14,409 (32.70)

Effort to control weight

None 22,577 (51.24)

Decrease 12,072 (27.40)

Increase 4,077 (9.25)

Maintain 5,335 (12.11)

Sleep efficiency

High 9,583 (21.75)

Moderate 14,330 (32.52)

Low 20,148 (45.73)

Meal replacement frequency in CS

None 13,554 (30.76)

1-2 times/wk 17,627 (40.01)

≧ 3 times/wk 12,880 (29.23)

* wk : week
†CS : Convenience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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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의 저체중 유병률

연구대상자의 저체중 유병률은 다음과 같았다(Table 5). 전체 청소년 44,061

명(100%) 중 저체중군은 3,878명으로 저체중 유병률은 8.80%였다.

남학생의 경우, 전체 남학생 21,992명 중 저체중군은 2,058명으로 저체중 유

병률은 9.36%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전체 여학생 22,069명 중 저체중

군은 1,820명으로 저체중 유병률이 8.25%로 확인되었다.



- 20 -

Table 5. Prevalence of underweight

(n=44,061)

Variable

Type of body weight

Total Normal Underweight

N (%) N (%) N (%)

Sex

Boys 21,992 (49.91) 19,934 (90.64) 2,058 (9.36)

Girls 22,069 (50.09) 20,249 (91.75) 1,820 (8.25)

Total 44,061 (100.00) 40,183 (91.20) 3,878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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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상체중군과 저체중군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차이

정상체중군과 저체중군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성별(p<.0001), 주관적 학업

성적(p=0.0002), 경제상태(p=0.016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6).

성별은 여학생인 경우(1,820명, 8.25%)보다 남학생인 경우(2,058명, 9.36%)에

저체중군 비율이 높았으며, 주관적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1,285명, 9.64%) 저

체중군 비율이 가장 높았다. 경제상태는 ‘하’라고 응답한 군(505명, 9.72%)에서

저체중군 비율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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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to socio-demographic factors between normal and

underweight groups

(n=44,061)

Variable Total
Type of body weight

χ2 p-valueNormal
(n=40,183)

Underweight
(n=3,878)

Sex 16.94 <.0001

Boys
21,992
(49.91)

19,934
(90.64)

2,058
(9.36)

Girls
22,069
(50.09)

20,249
(91.75)

1,820
(8.25)

Type of school 3.00 0.0831

High
20,787
(47.18)

18,906
(90.95)

1,881
(9.05)

Middle
23,274
(52.82)

21,277
(91.42)

1,997
(8.58)

Academic
achievement

16.94 0.0002

High
17,408
(39.51)

15,926
(91.49)

1,482
(8.51)

Middle
13,320
(30.23)

12,209
(91.66)

1,111
(8.34)

Low
13,333
(30.26)

12,048
(90.36)

1,285
(9.64)

Economic Status 8.22 0.0164

High
17,485
(39.68)

16,007
(91.55)

1,478
(8.45)

Middle
21,381
(48.53)

19,486
(91.14)

1,895
(8.86)

Low
5,195
(11.79)

4,690
(90.28)

505
(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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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상체중군과 저체중군의 건강행태 요인 차이

정상체중군과 저체중군의 건강행태 요인은 흡연여부(p=0.0003), 음주여부

(p<.0001), 건강한 식생활(p=0.0040), 불건강한 식생활(p=0.0009), 고강도 신체

활동(p<.0001), 체중조절 노력(p<.0001), 수면충족 정도(p=0.0005)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7).

흡연여부는 비흡연일 경우(3,498명, 8.99%) 저체중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음

주여부 역시 비음주일 경우(2,633명, 9.58%) 저체중군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

건강한 식생활 수준이 ‘하’인 경우(923명, 9.64%) 저체중군 비율이 가장 높

았으며, 불건강한 식생활 수준도 ‘하’인 경우(875명, 9.56%) 저체중군 비율이

가장 높았다.

주 3회 이상 고강도 신체활동을 실천한 경우(983명, 6.82%)보다, 주 3회 미

만으로 실천한 경우(2,895명, 9.76%) 저체중군 비율이 높았으며, 체중조절 노

력은 체중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1,002명, 24.58%) 저체중군 비율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면충족 정도는 ‘하’인 경우(1,692명, 8.40%), ‘중’인 경우(1,251명, 8.73%),

‘상’인 경우(935명, 9.76%)로 수면충족 정도가 높을수록 저체중군 비율이 높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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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mparison to health behavior factors between normal and

underweight groups

(n=44,061)

Variable Total
Type of body weight

χ2 p-valueNormal
(n=40,183)

Underweight
(n=3,878)

Smoking 16.12 0.0003

None
38,904
(88.30)

35,406
(91.01)

3,498
(8.99)

Past
2,469
(5.60)

2,276
(92.18)

193
(7.82)

Current
2,688
(6.10)

2,501
(93.04)

187
(6.96)

Drinking 57.00 <.0001

None
27,478
(62.36)

24,845
(90.42)

2,633
(9.58)

Past
10,443
(23.70)

9,637
(92.28)

806
(7.72)

Current
6,140
(13.94)

5,701
(92.85)

439
(7.15)

Healthy diet 11.05 0.0040

Low
9,570
(21.72)

8,647
(90.36)

923
(9.64)

Middle
22,227
(50.45)

20,311
(91.38)

1,916
(8.62)

High
12,264
(27.83)

11,225
(91.53)

1,039
(8.47)

Unhealthy diet 13.98 0.0009

Low
9,148
(20.76)

8,273
(90.44)

875
(9.56)

Middle
23,287
(52.85)

21,343
(91.65)

1,944
(8.35)

High
11,626
(26.39)

10,567
(90.89)

1,059
(9.11)

Physical activity 104.50 <.0001

< 3 times/wk
29,652
(67.30)

26,757
(90.24)

2,895
(9.76)

≧3 times/wk
14,409
(32.70)

13,426
(93.18)

983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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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ntinued)

(n=44,061)

Variable Total
Type of body weight

χ2 p-valueNormal
(n=40,183)

Underweight
(n=3,878)

Effort to control weight 2223.24 <.0001

None
22,577
(51.24)

20,149
(89.25)

2,428
(10.75)

Decrease
12,072
(27.40)

11,818
(97.90)

254
(2.10)

Increase
4,077
(9.25)

3,075
(75.42)

1,002
(24.58)

Maintain
5,335
(12.11)

5,141
(96.36)

194
(3.64)

Sleep efficiency 15.08 0.0005

High
9,583
(21.75)

8,648
(90.24)

935
(9.76)

Moderate
14,330
(32.52)

13,079
(91.27)

1,251
(8.73)

Low
20,148
(45.73)

18,456
(91.60)

1,692
(8.40)

Meal replacement frequency in CS 5.22 0.0735

None
13,554
(30.76)

12,305
(90.79)

1,249
(9.21)

1-2 times/wk
17,627
(40.01)

16,133
(91.52)

1,494
(8.48)

≧3 times/wk
12,880
(29.23)

11,745
(91.19)

1,135
(8.81)

* wk : week
†CS : Convenience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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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소년 편의점 식사 대체 빈도와 저체중의 관련성

청소년 편의점 식사 대체 빈도와 저체중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Table 8).

모델 1은 통제변수를 포함하지 않고, 청소년 편의점 식사 대체 빈도와 저체중

의 관련성을 분석한 모델이다. 모델 1에서 편의점 식사 대체 빈도가 ‘비섭취군’인

경우보다 ‘주 1-2회’ 섭취군의 저체중일 교차비가 0.912배(95% CI=0.843-0.987),

‘주 3회 이상’ 섭취군의 교차비는 0.952배(95% CI=0.875-1.036) 낮은 것으로 확

인되었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델 2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청소년 편의점 식사 대

체 빈도와 저체중의 관련성을 분석한 모델이다. 모델 2에서 편의점 식사 대체

빈도가 ‘비섭취군’인 경우보다 ‘주 1-2회’ 섭취군의 저체중일 교차비가 0.912배

(95% CI=0.842-0.987), ‘주 3회 이상’ 섭취군의 교차비는 0.942배(95%

CI=0.865-1.025)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델 1과 동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일 경우 저체중일 교차비가 0.872배(95%

CI=0.816-0.932)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주관적 학업성적

은 ‘상’인 군에 비해 ‘하’일 경우는 교차비가 1.124배(95% CI=1.035-1.220) 높았

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경제상태는 ‘상’인 군에 비해 ‘하’일

경우 교차비가 1.125배(95% CI=1.008-1.255)로 높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했다.

학교구분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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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3은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건강행태 요인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청소

년 편의점 식사 대체 빈도와 저체중의 관련성을 분석한 모델이다. 모델 3에서

편의점 식사 대체 빈도가 ‘비섭취군’인 경우보다 ‘주 1-2회’ 섭취군의 저체중일

교차비가 0.944배(95% CI=0.869-1.025) 낮았으며, ‘주 3회 이상’ 섭취군의 교차

비는 1.007배(95% CI=0.917-1.106) 높았고, 이는 모델 1, 2와 마찬가지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인 경우 저체중일 교차비가 1.319배(95%

CI=1.220-1.42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학업성적은 ‘상’인 군에 비해

‘하’일 경우 교차비는 1.164배(95% CI=1.068-1.269) 높았고, 이는 모델 2와 마

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흡연여부는 ‘비흡연’인 군에 비해 ‘현재흡연’일 경우 교차비는 0.745배(95%

CI=0.625-0.889)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음주여부는 ‘비음주’인 군에 비해 ‘과거음주’일 경우 저체중일 교차비가

0.788배(95% CI=0.721-0.862), ‘현재음주’일 경우 교차비가 0.774배(95%

CI=0.683 –0.877) 낮았으며,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건강한 식생활 수준은 ‘하’인 군에 비해 ‘중’일 경우 저체중일 교차비가

0.897배(95%CI=0.822-0.977, ‘상’일 경우 교차비는 0.897배(95% CI=0.812 –

0.991) 낮았으며,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다. 불건강한 식생활 수

준은 ‘하’인 군에 비해 ‘중’일 경우 저체중일 교차비는 0.876배(95%

CI=0.801-0.958) 낮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고강도 신체활동 빈도는 ‘주 3회 미만’ 실천한 군에 비해 ‘주 3회 이상’ 실천

한 군일 경우 저체중일 교차비가 0.659배(95% CI=0.606-0.717) 낮게 나타났으

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체중조절 노력은 노력을 하지 않는 군에 비해

체중 감소를 위해 노력할 경우 저체중일 교차비는 0.172배(95% CI=0.150

-0.196),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경우 교차비는 0.322배(95% CI=0.277-

0.374) 낮았으며, 체중 증가를 위해 노력할 경우 교차비는 3.384배(95% CI=

3.095-3.700) 높았고,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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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충족 정도는 ‘상’인 군에 비해 ‘중’일 경우 저체중일 교차비가 0.885배

(95% CI=0.807-0.972), ‘하’일 경우 교차비는 0.872배(95% CI=0.796-0.955) 낮

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학교구분, 경제상태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각 모델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해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값을

비교하였다. 모델 1의 AIC 값은 26254.055, 모델 2는 26225.916, 모델 3은

23778.883으로 모델 3이 편의점 식사 대체 빈도와 저체중의 관련성을 설명하

는데 가장 적합한 모델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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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Odds ratio for underweight by meal replacement frequency in convenience store in boys and girls

(n=44,061)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Meal replacement
frequency in CS
None 1.00 1.00 1.00
1-2 times/wk 0.912 0.843-0.987 0.0224 0.912 0.842-0.987 0.0216 0.944 0.869-1.025 0.1721
≧3 times/wk 0.952 0.875-1.036 0.2531 0.942 0.865-1.025 0.1660 1.007 0.917-1.106 0.8857
Sex
Boys 1.00 1.00
Girls 0.872 0.816-0.932 <.0001*** 1.319 1.220-1.426 <.0001***
Type of school
High 1.00 1.00
Middle 0.956 0.894-1.022 0.1885 0.961 0.894-1.034 0.2841
Academic
achievement
High 1.00 1.00
Middle 0.972 0.895-1.056 0.5051 0.988 0.907-1.076 0.7790
Low 1.124 1.035-1.220 0.0054** 1.164 1.068-1.269 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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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ntinued)

(n=44,061)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Economic status
High 1.00 1.00
Middle 1.047 0.973-1.126 0.2220 1.011 0.937-1.091 0.7785
Low 1.125 1.008-1.255 0.0360* 1.103 0.983-1.236 0.0948
Smoking
None 1.00
Past 0.908 0.771-1.070 0.2503
Current 0.745 0.625-0.889 0.0011**
Drinking
None 1.00
Past 0.788 0.721-0.862 <.0001***
Current 0.774 0.683-0.877 <.0001***
Healthy diet
Low 1.00
Middle 0.897 0.822-0.977 0.0133*
High 0.897 0.812-0.991 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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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ntinued)

(n=44,061)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Unhealthy diet
Low 1.00
Middle 0.876 0.801-0.958 0.0036**
High 0.972 0.875-1.081 0.6012
Physical activity
< 3 times/wk 1.00
≧3 times/wk 0.659 0.606-0.717 <.0001***
Effort to
control weight
None 1.00
Decrease 0.172 0.150-0.196 <.0001***
Increase 3.384 3.095-3.700 <.0001***
Maintain 0.322 0.277-0.37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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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ntinued)

(n=44,061)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Sleep efficiency
High 1.00
Moderate 0.885 0.807-0.972 0.0103*
Low 0.872 0.796-0.955 0.0032**

* OR : Odds ratio, 95% CI : 95% confidence interval
†wk : week, CS : Convenience store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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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별에 따른 청소년 편의점 식사 대체 빈도와 저체중의 관련성

성별에 따른 청소년 편의점 식사 대체 빈도와 저체중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았다(Table 9, Table 10).

남학생에서 편의점 식사 대체 빈도가 ‘비섭취군’인 경우보다 ‘주 1-2회’ 섭취

군의 저체중일 교차비가 0.935배(95% CI=0.836-1.046) 낮았고, ‘주 3회 이상’

섭취군의 교차비는 1.076(95% CI=0.947-1.222)로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주관적 학업성적은 ‘상’인 군에 비해 ‘하’일 경우 저체중일 교차비가

1.153(95% CI=1.024-1.297)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경제상태는 ‘상’인 군

에 비해 ‘하’일 경우 저체중일 교차비가 1.294(95% CI=1.110-1.508)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흡연여부는 ‘비흡연’에 비해 ‘현재흡연’일 경우 저체중일 교차비가 0.738배

(95% CI-0.597-0.914) 낮았고, 음주여부는 ‘비음주’에 비해 ‘과거음주’일 경우

저체중일 교차비가 0.745배(95% CI=0.661-0.840), ‘현재음주’일 경우 교차비는

0.668배(95% CI= 0.564-0.791)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나타

났다.

건강한 식생활 수준은 ‘하’인 군에 비해 ‘중’일 경우 저체중일 교차비가

0.822배(95% CI=0.728-0.928), ‘상’일 경우 교차비는 0.774배(95% CI=0.675-

0.888)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고강도 신체활동 빈도는 ‘주 3회 미만’으로 실천한 군에 비해 ‘주 3회 이상’

실천한 경우 저체중일 교차비가 0.580배(95% CI=0.524-0.642) 낮았고, 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했다. 체중조절 노력은 노력을 하지 않는 군에 비해 체중 감소

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 교차비가 0.190배(95% CI=0.148-0.244), 체중을 유지하

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의 교차비는 0.294배(95% CI=0.228-0.379) 낮게 나타났

으며, 체중 증가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 교차비는 2.825배(95% CI=2.546-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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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으며,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면충족 정도는 ‘상’인 군에 비해 ‘중’일 경우 저체중일 교차비가 0.880배

(95% CI=0.782-0.991), ‘하’일 경우 교차비는 0.822배(95% CI=0.728-0.927) 낮

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학교구분, 불건강한 식생활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여학생에서 편의점 식사 대체 빈도가 ‘비섭취군’인 경우보다 ‘주 1-2회’ 섭취

군의 저체중일 교차비가 0.963배(95% CI=0.850-1.092), ‘주 3회 이상’ 섭취군의

교차비는 0.947배(95% CI=0.823-1.091)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주관적 학업성적은 ‘상’인 군에 비해 ‘하’일 경우 저체중일 교차비가 1.165배

(95% CI=1.025-1.324)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음주여부는 ‘비음주’군에 비해 ‘과거음주’일 경우 저체중일 교차비가 0.864배

(95% CI=0.769-1.117)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다.

불건강한 식생활은 ‘하’인 군에 비해 ‘중’일 경우 저체중일 교차비가 0.862배

(95% CI=0.759-0.979) 낮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체중조절 노력은 노력을 하지 않는 군에 비해 체중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 교차비가 0.166배(95% CI=0.142-0.195),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의 교차비는 0.340배(95% CI=0.282-0.410) 낮았고, 체중 증가를 위해 노력

하는 경우 교차비는 6.669배(95% CI=5.565-7.992) 높았으며, 이는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구분, 경제상태, 흡연여부, 건강한 식생활, 고강도 신체활동, 수면충족

정도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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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Adjusted odds ratio for underweight by meal replacement

frequency in convenience store in boys

(n=21,992)

Variable OR 95% CI p-value

Meal replacement frequency in CS
None 1.00
1-2 times/wk 0.935 0.836-1.046 0.2432
≧3 times/wk 1.076 0.947-1.222 0.2624
Type of school
High 1.00
Middle 0.919 0.830-1.016 0.0993
Academic achievement
High 1.00
Middle 1.015 0.901-1.143 0.8051
Low 1.153 1.024-1.297 0.0182*
Economic status
High 1.00
Middle 1.071 0.964-1.190 0.2000
Low 1.294 1.110-1.508 0.0010**
Smoking
None 1.00
Past 0.854 0.701-1.040 0.1163
Current 0.738 0.597-0.914 0.0052**
Drinking
None 1.00
Past 0.745 0.661-0.840 <.0001***
Current 0.668 0.564-0.791 <.0001***
Healthy diet
Low 1.00
Middle 0.822 0.728-0.928 0.0015**
High 0.774 0.675-0.888 0.0003**
Unhealthy diet
Low 1.00
Middle 0.896 0.790-1.016 0.0864
High 0.935 0.808-1.082 0.3670
Physical activity
< 3 times/wk 1.00
≧3 times/wk 0.580 0.524-0.64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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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ntinued)

(n=21,992)

Variable OR 95% CI p-value

Effort to control weight
None 1.00
Decrease 0.190 0.148-0.244 <.0001***
Increase 2.825 2.546-3.135 <.0001***
Maintain 0.294 0.228-0.379 <.0001***
Sleep efficiency
High 1.00
Moderate 0.880 0.782-0.991 0.0345*
Low 0.822 0.728-0.927 0.0015**

* OR : Odds ratio, 95% CI : 95% confidence interval
†wk : week, CS : Convenience Store
‡*p<0.05, **p<0.01, ***p<.0001
§ This model is adjusted for type of school, academic achievement,
economic status, smoking, drinking, healthy diet, unhealthy diet,
physical activity, effort to control weight, sleep efficiency



- 37 -

Table 10. Adjusted odds ratio for underweight by meal replacement

frequency in convenience store in girls

(n=22,069)

Variable OR 95% CI p-value

Meal replacement frequency in CS
None 1.00
1-2 times/wk 0.963 0.850-1.092 0.5597
≧3 times/wk 0.947 0.823-1.091 0.4524
Type of school
High 1.00
Middle 0.948 0.851-1.055 0.3258
Academic achievement
High 1.00
Middle 0.959 0.846-1.087 0.5119
Low 1.165 1.025-1.324 0.0190*
Economic status
High 1.00
Middle 0.949 0.849-1.061 0.3599
Low 0.907 0.761-1.080 0.2724
Smoking
None 1.00
Past 1.139 0.847-1.531 0.3902
Current 0.838 0.607-1.156 0.2813
Drinking
None 1.00
Past 0.864 0.755-0.989 0.0337*
Current 0.927 0.769-1.117 0.4233
Healthy diet
Low 1.00
Middle 0.980 0.866-1.110 0.7553
High 1.065 0.920-1.234 0.3985
Unhealthy diet
Low 1.00
Middle 0.862 0.759-0.979 0.0224*
High 1.036 0.887-1.210 0.6538
Physical activity
< 3 times/wk 1.00
≧3 times/wk 0.958 0.830-1.106 0.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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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ontinued)

(n=22,069)

Variable OR 95% CI p-value

Effort to control weight
None 1.00
Decrease 0.166 0.142-0.195 <.0001***
Increase 6.669 5.565-7.992 <.0001***
Maintain 0.340 0.282-0.410 <.0001***
Sleep efficiency
High 1.00
Moderate 0.892 0.765-1.040 0.1434
Low 0.938 0.813-1.082 0.3766

* OR : Odds ratio, 95% CI : 95% confidence interval
†wk : week, CS : Convenience Store
‡*p<0.05, **p<0.01, ***p<.0001
§ This model is adjusted for type of school, academic achievement,
economic status, smoking, drinking, healthy diet, unhealthy diet,
physical activity, effort to control weight, sleep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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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는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 편

의점 식사 대체 빈도와 저체중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국내 청소년의 적정 체

중 관리 및 편의점 판매식품의 영양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청소년 편의점 식사 대체 빈도와 저체중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으나,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 편의점 식사 대체 빈도와 저체중과의 관련성을 설명하

는데 가장 적합했던 모델 3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성별, 주관적 학업

성적이 청소년 저체중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성별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인 경우에 저체중 유병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았으며, 이는 여학생의 경우 저체중 유병이 위험이 증가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이재영, 2019)와는 일치하였으나,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저체중

유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임민경, 2016)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주관적 학업성적은 낮을 경우 저체중 유병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았는데, 이는 청소년 저체중 영향요인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학업성적이 낮

은 경우 저체중 유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이재

영, 2019).

본 연구에서 건강행태 요인 중 흡연여부, 음주여부, 건강한 식생활, 불건강

한 식생활, 고강도 신체활동, 체중조절 노력, 수면충족 정도에서 저체중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흡연여부는 비흡연군에 비해 현재흡연군일 경우, 저체중 유병 위험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며, 음주여부에서는 비음주군에 비해 과거음주군, 현재

음주군의 저체중 유병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흡연 및 음

주여부와 비만도의 관련성을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부 일치 하였으나(진

정희, 장경자, 2005), 음주여부에서 비만도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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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저체중군의 특징을 발견하지 못한 선행연구(정사랑 등l, 2016)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 연구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았다.

건강한 식생활 수준이 높을 경우 저체중 유병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는데, 이는 저체중군에서 과일·채소 섭취빈도가 높다는 선행연구(권민경,

박영숙, 2007a)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불건강한 식생활 수준도 높을수록 저체중 유병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라면, 과자 등 건강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할 경우 저체중 유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이재영, 2019) 및 저체중군의 아침결식 빈도

및 간식 섭취빈도가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권민

경, 박영숙, 2007a; 권민경, 박영숙, 2007b).

고강도 신체활동을 주 3회 미만으로 실천하는 군에 비해 주 3회 이상 실천

하는 군에서 저체중 유병 위험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신체활동 실

천 정도가 낮을수록 저체중 유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 결과 및 신체활

동을 실천하지 않을 경우 저체중 유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와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임민경, 2016; 이재영, 2019).

체중조절 노력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군에 비해 체중감소·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군일 경우 저체중 유병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며, 체중

증가를 위해 노력하는 군에서 저체중 유병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선

행연구 결과와 일치했다(이재영, 2019).

수면충족 정도는 낮은 경우 저체중 유병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

다. 이는 수면 충족률이 충분한 경우 저체중 유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선행연

구 결과와 일치하였다(이재영, 2019).

본 연구 결과 청소년 편의점 식사 대체 빈도와 저체중 간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관련성을 볼 수 없었으나, 본 연구는 15～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편의

점 식사 대체 빈도와 저체중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한 국내

유일한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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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단면연구이기 때문에 각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으며, 변수들의 관련성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는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활용하여 2차 자료

분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원시자료에서 조사하지 않은 요인들은 분석에 포함

할 수 없었다. 특히, 식생활 관련 변수의 경우 섭취 빈도만을 조사하였기 때문

에 분석 시 실제 섭취 열량을 보정할 수 없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인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자기기입식 방식으

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분석에 활용한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행태 요인 변수는

조사 당시 대상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되었을 수 있으며, 체중구분 산출에

활용한 신장·체중의 경우, 측정오류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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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청소년

편의점 식사 대체 빈도와 저체중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44,061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볼 수 없었으며, 성별

로 층화하여 수행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

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전체적으로 편의점 식사 대체 빈도와 저체중과의 관

련성은 없었다.

본 연구는 여러 제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향적 연구를 통해 기존 단

면연구로 인한 제한점을 보완하고, 연구에 필요한 인구사회학적, 건강행태 요

인 등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저체중과의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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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sociation between meal replacement frequency in

convenience store and underweight in adolescents

Ga hurn Le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n Ha Jee, Ph.D.)

Background and Purpose:

It is a major health risk factor in adolescence because the prevalence of

underweight adolescents in Korea is higher than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and underweight can cause growth disorders. In adolescents who

are interested in appearance, increased unhealthy diet can cause

underweight due to nutritional imbalance. Despite the increasing prevalence

of underweight and meal replacement frequency in convenience store

instead of balanced meal,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e association

between underweight and meal replacement frequency in convenience store

in adolescents. As a resul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ssociation between meal replacement frequency in convenience store and

underweight in adolescents.

Methods:

This study analyzed 44,061 adolescents in 15th(2019)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Frequency analysis was performed to confir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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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alence of underweight in total subjects. Differences in

socio-demographic, health behavior factors and meal replacement frequency

in convenience store, normal and underweight levels were analyzed using χ
2-test. The association between meal replacement frequency in convenience

store and underweight in adolescents were analyzed through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prevalence of underweight adolescents was

8.80%, 9.36% for male, 8.25% for female. As a result of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there was no association between meal replacement frequency

in convenience store and underweight in adolescents. The risk of

underweight prevalence compared to normal weight group was 1.319 times

(95% CI=1.220-1.426) significantly higher in female than male. The risk of

underweight prevalence was 1.164 times(95% CI=1.068-1.269) significantly

higher in ‘high’ group than ‘low’ group in subjective academic achievement.

The risk of underweight prevalence was 3.384 times(95% CI=3.095-3.700)

significantly higher in the group that effort to increase weight than a

group that does not effort to control weight. The risk of underweight

prevalence was 0.745 times(95% CI =0.625-0.889) significantly lower in

current smoking group than none smoking group. The risk of underweight

prevalence was 0.788 times(95% CI=0.721-0.862) significantly lower in past

drinking group than none drinking group. The risk of underweight

prevalence was 0.774 times(95% CI=0.683-0.877) significantly lower in

current drinking group than none drinking group. The risk of underweight

prevalence was 0.897 times(95% CI=0.822-0.977) significantly lower in

‘middle’ group than ‘low’ group in healthy diet. The risk of under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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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alence was 0.897 times(95% CI=0.812-0.991) significantly lower in ‘high’

group than ‘low’ group in healthy diet. The risk of underweight prevalence

was 0.876 times(95% CI=0.801-0.958) significantly lower in ‘middle’ group

than ‘low’ group in unhealthy diet. The risk of underweight prevalence was

0.659 times(95% CI=0.606-0.717) significantly lower in ‘more than 3 times a

week’ group than ‘less than 3 times a week’ group in physical activity.

The risk of underweight prevalence was 0.172 times(95% CI=0.150-0.196)

significantly lower in the group that effort to decrease weight than a

group that do not effort to control weight. The risk of underweight

prevalence was 0.322 times(95% CI=0.277-0.374) significantly lower in the

group that effort to maintain weight than a group that do not effort to

control weight. The risk of underweight prevalence was 0.885 times(95%

CI=0.807-0.972) significantly lower in ‘middle’ group than ‘high’ group in

sleep efficiency. The risk of underweight prevalence was 0.872 times(95%

CI=0.796-0.955) significantly lower in ‘low’ group than ‘high’ group in sleep

efficiency.

Conclusion:

As a result of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there was no association

between meal replacement frequency in convenience store and underweight

in adolescents. A prospective study that can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is required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association of meal

replacement frequency in convenience store and underweight.


Key words: Adolescents, Body mass index, Underweight, Convenience Store,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